
LABIO 제3류 의약품

구내염용 약

◆LABIO는 사용하기 편한 휴대용 도포약으로, 입술 갈라짐 및 구내염에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본 제품은 구내 점막과 혀에 아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

에게도 적합합니다.

 효능 또는 효과

입술 갈라짐・진무름, 구내염, 설염

 용법 및 용량

적당량을 환부에 바르십시오.

정해진 용법・용량을 엄수해 주십시오.

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할 것.

본제는 구강용으로만 사용하고, 구강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

성분 및 분량

In 100 g

Panthenol　0.3g　

Allantoin　0.2g　

Glycerin　42g　

Honey　42g

첨가물

Butyl parahydroxybenzoate,Sodium benzoate,Edetate sodium,pH adjusting agent

 사용상의 주의

해서는 안 되는 것

(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)

●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

1세 미만의 유아.

상담할 내용

●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,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

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.

약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.

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.

사용 후,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,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

담하십시오.


피부:

발진･발적

가려움

●5~6일 동안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한 후,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,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

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

직사광선이 닿지 않는(습기가 적은) 서늘한 곳에(밀전하여) 보관할 것.

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
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.(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.)

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.

또한,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일단 개봉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.(품질유지를 위하여)

【OTC 의약품의 다언어 제품 정보에 관한 면책사항】

・본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본의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품질,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

에 근거하여 승인된 의약품입니다.

・다언어 제품 정보는 해당 제품의 일본어 첨부문서를 번역한 것으로,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. 그 기재 내용 

및 해당 제품 자체가 일본국 외의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.

・다언어 제품 정보는 제공자(또는 당사)에 의한 가번역이며,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・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(또는 당사)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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